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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 임상의, 
진료소 및 병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 중 무료 
웹 세미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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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비즈니스 모델  :                                          우리는 소프트웨어, 계정, 업그레이드 및 지원을 포함하여 CNS Vital Signs 평가 플랫폼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비용이나 서비스 계약금이 없습니다. 

클리닉 및 임상의는 필요한 경우 대량 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평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 건의 평가 테스트 세션). 

향상된 환자 치료, 시장 점유 우위 및 평가를 위해 CNS Vital Signs을 검사 서비스 제품에 추가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부터 평가판을 시작하려면 ...

                                에 방문하세요. 

견적 문의 또는 검사 신청서 버튼

을 클릭한후 양식 입력란을 작성

완성하세요. 검사 안내 이메일을 

확인하세요.(스팸 메일 폴더를 확

인해야 할 수도 있음). 

구입 시 시험 테스트 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5매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활성화.

추가 설치 정보는이 안내서의 

5 페이지에 있습니다.

설치 후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여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을 시작하십시오.

        이전에 가입 또는 등록한  

        CNS Vital Signs 계정이 있는 

경우 'Activate' 버튼을 선택하고 

계정 번호,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이전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1 단계를 완료

하십시오.

검사 동작 후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아이콘을 선택하면 검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서 2 페이지의 검사 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
CNS Vital Signs 웹사이트 개인 

맞춤형 무료 웹 세미나 일정 계획 : 

웹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우수 사례를 다룹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어떤 질문이나 문의하세요 !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처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으면 

1599-4818 또는 

support@cnsvs.co.kr 로 

연락하십시오.

검사관리
보고서 해석
환급

임상의나 진료소 당 하나의 
계정 등록만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비는 무료입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ftware activation is simple 
requiring only your 

Account 

Number, Username
and Password.

Step TwoStep One Step Three

A

A

A

B

B

계정 등록 및 설정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설치 후 

소프트웨어 실행 테스트 시작 클리닉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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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후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화면에서 

'파란색 두뇌' 아이콘을 클릭하여 
검사 대상자 또는 환자 ID를  입력하고 

'Test'를 눌러 검사를 시작하십시오

인구 통계학적 기록 기입 후

( 나이에 맞는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기입해야 함 )  

'OK'를 눌러 다음으로 진행하십시오

검사할 언어(Test Language)를 

'Korean' 으로 선택하고

검사하실 항목과 다른 추가 사항을 선택 후

'OK'를 누르세요

중요 : 결과 리스트에서 환자 식별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환자 ID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모든 검사 결과는 각 환자 또는 피검사자의 

고유 환자 ID를 기반으로 내름차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예. 123-Honggildong)

환자 / 피험자가 검사를 받습니다 

( 대략 25 ~ 30 분 소요 ).

테스트가 완료되면 간단히 'cnsvs'(소문자)를 

입력하면 REPORT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동적으로 검사한 점수 보고서는 

해석 및 최종 보고서 통합을 위해 생성됩니다.

1

cnsvs

2 3

4 5 6

60가지 다양한 언어로 

검사 가능

(소문자)



 

http://www.mcvsd.org/tips/powerteacher/osx_unidentified_developers.html

신경인지 테스트를 최적화하는 컴퓨터 설정 :

■

■

■

■

■

■

■

■

CNS Vital Signs를 실행할 때 Windows 컴퓨터에 대해 다음 설정을 권장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중인 다른 프로그램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Windows Update"기능은 시간 테스트 중에 설정해야합니다. 시스템에는 바이러스, 

광고 및 스파이 소프트웨어가 없어야합니다. 모든 바이러스 검사, 광고웨어 스캐닝 또는 

스파이 소프트웨어 스캐닝 소프트웨어가 환자 검사 중에 실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테스트 목적으로 USB 키보드가 가장 잘 작동합니다. 무선 및 적외선 키보드 전송은 
간섭 또는 부정확 한 측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NS VS Online을 사용하는 경우 - 키 스트로크 암호화 소프트웨어 (설치된 경우)를 
비활성화해야합니다

* 주의 : 테스트하기 전 모든 열려있는 프로그램 닫기

유선 키보드

Windows 7 : Windows 플래그 / 모양 및 개인 설정 / 개인 설정 > 화면 보호기 
변경 / 전원 설정 변경 / 계획 작성

Windows 8 : 설정 /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개인 설정> 화면 보호기 변경
 / 전원 설정 변경 / 디스플레이 끄기 선택> "안 함"선택

Windows 10 : 설정> 시스템> 전원 및 절전 > 화면 및 절전 > 네 개 모두 설정
하지 마십시오

모든 전원 옵션은 "안 함" 또는 최소 2시간 으로 설정 

■

■

■

Windows 7 : Windows 플래그 / 제어판 / 액세스 용이성 / 키보드 작동 방식 변경
- 입력하기 편하도록 선택 해제, 고정 키 켜기 고정 키 설정 - 키보드 바로 가기 아래
확인란 선택 취소

Windows 8 : 설정 / 제어판 / 액세스 용이성 / 키보드 작동 방식 변경 / 입력하기가 
쉽습니다. 고정 키 켜기 끄기, 고정 키 설정 - 키보드 바로 가기 아래의 확인란 선택을 
취소하십시오.

Windows 10 : 설정> 손쉬운 사용> 키보드> 고정 키> 끄기

고정 키 - 사용 안 함

■

■

■

IR 수신기의 플러그를 뽑고 IR 수신기의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IR 수신기 용 드라이버를 로드하지 않아도 되므로 오른쪽 Shift 키가 일반 키보드에서 

작동합니다.

또는 적외선 드라이버를 "HID 호환 장치"로 변경하고 재부팅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e-home 적외선 - 사용 안 함

Windows 7 : Windows 플래그 / 모양 및 개인 설정 / 개인 설정> 화면 보호기 변경

Windows 8 : 설정 / 제어판 / 모양 및 개인 설정 / 개인 설정> 화면 보호기 변경

Windows 10 : 설정 > 시스템> 전원 및 절전 > 화면 및 절전 > 네 개 모두 설정하지 

마십시오

화면 보호기가 "없음"으로 설정

■
■
■

Windows 7 : 시스템 트레이, 시계를 오른쪽 클릭 - 날짜 / 시간 조정

Windows 8 : 시스템 트레이, 시계를 오른쪽 클릭 - 날짜 / 시간 조정

Windows 10 : 시스템 트레이, 시계를 오른쪽 클릭 - 날짜 / 시간 조정

날짜 올바르게 설정

기본적으로 이 드라이버는 일본어 키보드 드라이버 인 MCIR 109 키보드 드라이버를 

사용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IR 수신기는 여전히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설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CNS VS 로컬 버전 - Mac 용

Mac Local - 설치 중단함  :  Mac 로컬 설치를 중단하려면 이 링크의 

단계를 따라 설치하십시오.

CNS VS Online 버전 - Mac 용 설정

CNS Vital Signs 웹 버전이 Safari 에서 작동합니다. 설정은 IE 또는 Mozilla 대신  

Safari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동일합니다. MAC에만 국한된 것은 없습니다.

Windows & Mac 3컴퓨터 O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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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시 중요한 점





www.CNSVS.com

cnsvs (lower case)

cnsvs (lower case)cnsvsCNS VS4 로컬 소프트웨어는 모든 표준 노트북 및 데스크톱에서 
작동 /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별 검사, 바쁜 집단 검사, 병원 네트워크, 학술 의료 센터 및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에 쉽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웹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은 우수 사례를 다룹니다.

Windows 7 이상의 운영 체제 또는 Mac OS 10.6.8 이상.

                    잊어 버린 암호를 검색하려면 

홈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 암호 

분실(Forfot My Password)을 클릭하고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Windows : Windows 7 이상의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VS4 설치 중에 DirectPlay / DirectX 'OK' 버튼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페이지 # 5 참조). 

VS4 Windows 설치는 약 70MB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합니다. 

32 비트 (x86) 또는 64 비트 (x64) 프로세서에서 실행됩니다.

Mac (애플사) : VS4는 Mac OS 10.6.8 이상에서 실행되며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VS4 Mac 설치는 약 50MB의 

디스크 공간을 사용합니다.

최소 컴퓨터 구성 :

* CNS VS 로컬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리자 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CNS Vital Signs 계정 암호 망각 

또는 분실 :

CNS Vital Signs 테스트 솔루션은 

CNS Vital Signs 계정에서 구입할 수 있습

니다. '주문 / 구매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CNSVS Online : www.CNSVS.co.kr 은 

인터넷에 연결된 거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

에서 Firefox, 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등과 같은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CNSVS Online은 클리닉의 고속 인터넷 

환경일 때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인지 검사는 진료소가 검사실, 작은 전용 검사실 또는 방, 빈 수면실 등 조용하고 검사가 중단되지 

않는 장소를 제공하도록 병원에 요구합니다. CNS Vital Signs 'Test Administration'Guide는 환자를 

돕기위한 가이드 라인 및 권장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키보드는 검사 관리를 지원합니다.

키보드 금액 문의 : 1599-4818

support@cnsvs.co.kr

CNS VS 검사 연구실 사용시 최적화 

하기 위한 인기있는 풀옵션 셋트 상품

(카트포함)은 문의바랍니다.

풀옵션 세트 금액 문의 : 1599-4818

support@cnsvs.co.kr

(소문자)

CNS Vital Signs 소프트웨어 :

            모든 계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계정에서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 계정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CNS Vital Signs 평가 플랫폼은 CNS Vital Signs 응용 프로그램 초기 

창에 표시된 카운터에 테스트 세션이 남아있을 때 완전히 기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운로드 및 추가 평가 세션 구매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중요 :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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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S VS 소프트웨어 설치
실행중인 Windows OS에 따라 다양한 설치 그래픽 및 경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indows 10 설치

CNSVS.com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설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More Info'를 선택 하세요.

'Run Anyway'를 선택하세요.

컴퓨터 구성에 따라
DirectX / DirectPlay
기능을 켜야할 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Install this feature'     
(이 기능 설치)           

버튼을            

선택하세요.            

성공적인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는

알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라는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사용자는 로컬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할 때 

무료 교육/평가판 검사를 받게됩니다.

(실행 및 등록 지침은 첫 번째 페이지 참조)

설치 경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Yes' 엑세스 허용,등..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설치 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설치 마법사가 소프트웨어를

로드 할 준비가되었습니다.

조건 동의에 체크 한 후

'Install' 버튼을 클릭하세요.

'Finish' 버튼을 클릭하세요.

More info

2
1

4

5

6

2

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십시오.



Windows & Mac OS 4로컬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

지금 검사를 바로 시작해 보세요 !

'퀵 스타트 가이드 (Quick Start Guide)' 전부 또는 

일부 정보를 CNS Vital Signs  웹 세미나 서비스에서 

문의하시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맞춤형 교육 웹 세미나를 예약하십시오.

CNS Vital Signs의 목표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웹 미팅 또는 원격 교육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웹 세미나는 적절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사 시행 및 관리
보고서 해석 및 통계 분석
검사 소프트웨어 조작 및 메뉴 안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3 웹 세미나 
무료 서비스 요청

추가적 질문이 있으신가요?

45분에서 60분까지의 원격 지원 교육을 신청할 경우 교육 시작 이전에 직접 검사를 

시행해 본 후에 궁금한 점을 질문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격 교육 시간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됩니다. 

CNSVS.co.kr 사이트 접속 후 교육 신청에서 원격 지원 교육을 신청하십시오.

로컬 또는 웹 평가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사용 가이드 (홈페이지 버튼 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설치 가이드부터 고급 해석 & 임상 가이드까지 다양합니다.

사용 가이드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 가이드 북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또는 문의 전화바랍니다.)

LOCAL 소프트웨어 검사 플랫폼 : 컴퓨터에 설치 후 실시간 리포트가 가능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 검사 플랫폼  www.CNSVS.co.kr : 끊김없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브라우저 탑재 된 컴퓨터에서는 설치 및 실행 할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으며 실시간 보고서(설정이 필요한 웹 세미나 요청 가능)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iPad Apps : 태블릿 또는 아이패드 어플로 전산화 된 평가 척도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How to


